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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회송료본사업전환(10/8~) 진료의뢰/회송 2단계 시범사업

2020 진료협력 관련보건의료정책 이슈 (1)



2020 진료협력 관련보건의료정책 이슈 (2)

경증환자 100% 본인 부담



2020 SNUH 진료협력센터 조직개편 (1/1~)

진료부원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협력팀장

의뢰협력파트 회송협력파트

내과계 담당교수 외과계 담당교수

기관의뢰 개인신환 외래회송 입원회송 협력네트워크

 센터장 포함 의사직 3명

 팀장 이하 전원 간호사 36명

 20/1/1~ 예약센터 내

신환전담상담파트 통합

재활의학과 pf.서한길 비뇨의학과 pf. 임영재

소아청소년과 pf.채종희

5인 13인 9인 4인 2인



2020 진료의뢰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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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환예약1
[단위: 건, %]

예약 신환 현황

 임상경험 기반 신환상담 및 진료과 교류

 신환 슬롯 및 예약권한 확대 활동

 암병원 신환대기일수&부도율 감소 (상반기자료)

기관 의뢰 시 신속&심층 진료예약

T. 02-20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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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류 기관 대상 협력 네트워크 안내2



2020 진료의뢰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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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진료의뢰 현황 (3)

의뢰-회송 본사업 전환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 안내1 2

빠른 접수 상담/예약

진료

진료 회신진료 회송

의뢰

미사용 참여기관 대상

진료정보교류 매뉴얼 책자 제작/ 발송

1단계
의뢰기관



2020 진료 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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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월별 추이

 외래 회송률 : 2.5% (1~11월 기준)

 회송 환자 특성

외래 회송 현황1

입원 회송 현황2

 회송 기관 유형

 회송 병원 지정률

74%

90%

2020년2019년



암병원 X 진료협력센터 collaboration

암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2020 SNUH-SPIRIT 활동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1)

암병원 맞춤형 외래 회송 내실화

중증환자 의뢰/회송 프로세스

내실화

중증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Quality Quantity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2)

센터 별

담당자 배정

 외래 Zone별 상담실 확대

(회송상담 접근성 향상)

 19개 센터, 108명 교수 미팅

 회송병원예약

 전화 회송상담

 회송 후 상담

 신속예약시스템운영

 안심회송병원맵핑

 회송 후 재예약 지원

Convenience

Safety

Assurance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3) : 회송 사후관리

회송 사후관리 Flow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3) : 회송 사후관리

회송 후 상담 결과

회송병원 방문,

70%

미방문, 27%

확인불가, 3%

증상 호전, 자가투약 등, 22%

Refer back, 3%

기타, 2% (회송병원 통해 확인, 사망)

회송병원 만족, 67%

회송병원 불만족, 2% 

(사유: 진료비용, 지연, 장기처방 불가, 불친절 등)

기타, 1% (회송병원 통해 확인)

Refer back, 0.4%

진료과 회송사유 재내원사유

간암센터소화기내과 환자요청 단순변심

갑상선센터내분비대사내과 경과관찰 상태변화, 검사불가

대장암센터외과 PCD 교체 상태변화

부인암센터산부인과 경과관찰 상태변화

암통합케어센터암성통증센터 경과관찰 단순변심

위암센터소화기내과 경과관찰 상태변화

종양내과센터종양내과 환자요청 상태변화

진료과 회송사유 재내원사유

간암센터소화기내과
항암/방사선 입원지연

입원 상태변화

갑상선센터내분비대사내과 경과관찰 단순변심

갑상선센터핵의학과 경과관찰 상태변화

근골격종양센터정형외과 환자요청 단순변심

대장암센터외과 PCD 교체 상태변화

부인암센터산부인과 항암/방사선 처방거부

위암센터소화기내과 경과관찰 상태변화

종양내과센터종양내과

항암/방사선 단순변심

응급 단순변심, 상태변화

단순투약 단순변심, 예정된 진료

암재활센터 재활치료 단순변심

유방센터외과

경과관찰 단순변심

타과소견(부인과진료) 단순변심

항암/방사선 본원 타과 진료중

췌장/담도암센터소화기내과 입원 상태변화

혈액암센터혈액종양내과
응급 상태변화

단순투약, 독감접종 단순변심

• 긍정적 회송 경험 확대 공유

• Refer back 사례 분석 통한 회송 전후 절차 보완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4) : 신속예약시스템

환자상태 악화

회송병원 불편

단순재내원원함

서류 발급

퇴원환자

기타

절차 • 회송환자 tagging ▶ 회송이력, 사유 확인 통한 신속예약 지원

대상 • 회송 후 상태 악화 환자 (협력슬롯 활용, 비응급환자 일반 슬롯 예약) 

전화예약 화면

회송후재예약사유입력

회송서 이력 확인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5) : 센터별 안심회송병원 맵핑

WHY? 

“ 그 병원 진료 잘 봐요? “

“ 똑 같은 약 처방이 가능해요? “

“ 서울대 협력병원인가요? “

“ 그 병원에 대해서 잘 아세요? “ 

HOW?

• 센터별 회송병원 정보 파악

• 사전 정보 제시

• 사후 평가 수집 및 update

진료실 부착 및 활용,

회송결과 반영한

Update & renewal

안심병원 지도 제작

갑상선 : 2019 회송병원

혈액암 : 서울시내 종합병원

부인암 : 2019 회송병원

대상 선정

센터별 회송 사유 파악 통한

문항 개발(진료과 검수),

회송경험 공유

설문 조사

갑상선 : 검사 및 처방일수 등

혈액암 : 항암 및 단기입원 등

부인암 : 부인과 검사/수술 등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5) : 센터별 안심회송병원 맵핑

[기존 협력병의원 지도]

2021 회송 환자 및 원내 의료진 의견 반영 상시 update



2020 암병원 회송시범사업 모델(6)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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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월별 추이 회송상담 경유율 향상 (13%p)

86%

99%

‘19 
월평균

’20.11월

’19.1~11월 ’20.1~11월

5%p

부분회송 확대

완전회송
50%

부분회송
50%

회송수익 증가

2배 증가



2020 협력네트워크 주요 활동 - 상반기

(1월) 겨울방학 SNUHALL 견학

(1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대상

연수강좌 지원



2020 협력네트워크 주요 활동 - 상반기

(2월) 퇴국 전임의 대상 진료협력 간담회

- 안심의뢰/회송 네트워크 확대 기대

(1월) 겨울방학 서울대병원 방문의 날

- 협력병원 의사/실무자 및 자녀 팀 구성



2020 협력네트워크 주요 활동 - 하반기

(10/14) 수도권 종합병원 온라인 간담회

- 15개소, 17명 참석

- 입원회송 현황 공유 및

안전회송 방안 모색

(8월~11월) 

다빈도 전원병원 & 신생병원 방문

- 18개소,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2020 협력네트워크 주요 활동 - 하반기

(11월~12월) 찾아가는 서울대학교병원 온라인 교육

- 총 9차수 성료, 51개소, 925명 수강



2020 협력네트워크 주요 활동 - 하반기

(12월) 우수의뢰의사 및 다빈도 전원병원 대상 기념품

협력/회원의료기관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달력

& 진료안내책자 발송



Collaborative Network Organize with YOU

협력병원 네트워킹 Deep-tact

 회송병원 Feedback 수집

 진료과-협력병원 의료진 간 집담회 기획

 다빈도 회송병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확대

 정기적 협력병원 방문 및 교류현황 모니터링

2021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는?

2021 COW




